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 시기는 대학 입시 중심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

어나 시간 관리, 학점 관리 등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

가며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

기이다[1].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학

업 및 대인관계 등 다양한 대학생활의 요구에 능동적이

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며[2], 대학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학생은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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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개 

지역의 간호학생 243명을 편의모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Ver. 2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

다. 연구결과 전공선택동기와 자기효능감은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는 낮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전공선택동기, 한 달 용돈 금액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생활적응에 대한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65.6%로 나타났다. 이에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한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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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ajor selection motivation, academic 

stress, self-efficacy and college life adjustment and identify influencing factors of college life 

adjustment in the crisis situation of COVID-19. 243 nursing students were selected from 2 regions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for 

Windows Ver. 22.0. The higher the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self-efficacy, the higher the 

college life adjustment. The lower the academic stress, the higher the college life adjustment. The 

factors influencing college life adjustment were self-efficacy, major selection motivation, monthly 

allowance,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for college life adjustment was 65.6%.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nursing students’ college life adjustmen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college life adjustment program to increase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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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동기 및 바람직한 행동특성을 형성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성장과 함께 미래 사회의 발전에도 기

여하게 된다[3]. 그러나 고교 졸업까지 입시 위주의 수

동적이고 의존적인 학습을 해오다가 대학에 진학한 학

생은 입학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자율

적이고 주도적인 대학생활을 해야 함에 있어서[4]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2019년 12월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인 유행병(pandemic)으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커다란 혼란이 야기되며

[5] 주를 이루던 대면 수업 대신 온라인 수업의 확대 운

영이라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직면하게 되어 학생들이 대

학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안전을 위한 협력이 요구되

고 대학생활에서 학생들이 실질적인 캠퍼스 생활을 경

험하지 못하고 우울감 및 불안, 무기력, 분노, 혼란 등

을 경험하고 있으며[6],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는 특히 

신입생으로 하여금 휴학 또는 자퇴를 결심하게 한다[7]. 

또한 코로나19 이전의 대학생활에 적응한 재학생에게

도 역시 갑작스럽게 변화된 대학생활 환경에 따른 새로

운 적응이 요구되며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

다. 특히 간호학생은 졸업 후 바로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아[8] 대학생활적응의 어려움이 직장생활 적응의 어

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학생이 전문가인 간호사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

서는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활적응의 시작은 대학입학 이전에 전공을 선

택할 때부터 시작된다. 최근 질병 구조의 변화 및 급격

하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와 소비자 중심의 의료 환경

이라는 복잡하고 변화된 노동 환경 속에서도 간호학과

는 졸업 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이 큰 학과로 인식되어[9] 다른 

전공 학과에 비해 높은 입학 경쟁률을 보인다[10]. 그러

나 심각한 취업난 속에서 간호학과의 높은 취업률만을 

고려하여 적성이나 전공에 대한 고민 없이 입학한 경우 

낮은 전공만족도와 함께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11], 이러한 현상은 코

로나19로 인해 취업난이 가속화되며 더욱 심화될 것으

로 예상된다. 따라서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전공을 선택한 동기를 확인하여 예상되는 어

려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간호학과는 전문직인 간호사라는 명확한 목표

를 위해 타과에 비해 높은 난이도와 많은 양의 학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호학생들은 대학생활적

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12]. 학업 스트레스는 신

체적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인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고[13], 이는 학교생활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다[14]. 간호학과는 이론교육과정과 임상실

습을 병행하는 특성상 타과에 비해 스트레스를 많이 경

험하고 있으며[15]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대

면 수업 대신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병원

에서 진행되던 임상 실습이 중단되는 등 교육과정에 대

한 불확실성까지 더해져[16]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대

학생활적응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

한 행동을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신

념과 지각으로[17] 대학생활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 코로나19는 온라인으로 교육이 전환되는 것을 촉진

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학습할 것을 더욱 강

하게 요구하고 있다[18]. 이에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조

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효능감[13]이 결여

된 학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증가한 

교육환경 변화에 더욱더 많은 영향을 받아 대학생활적

응에 어려움을 호소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신입생

[7,11,13,19]이나 타 전공 대학생[1,2,7]을 중심으로 이

루어졌으며,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에서는 전공만족도[8], 간호 전문직관[8], 자기효능감

[12,13,15], 스트레스 대처[12], 학업 스트레스

[12,13,15], 사회적 지지[20], 정신건강[20] 등의  변수

를 다루고 있으나 전공선택동기, 학업 스트레스 및 자

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동시에 확인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장

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강의, 비대면 진료, 재택근무 등

의 변화가 일상화되고,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19 이후에

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21] 이를 반영한 

대학생활적응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신입생[22,23]

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신입생을 제외한 2, 3, 4학년의 

간호학생[24]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입생을 포함한 

전체 학년의 간호학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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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캠퍼스 생활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신입생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대면 수업 위주에서 온라인 수업 위주로의 

교육환경 변화를 경험한 재학생을 포함한 간호학생의 

전공선택동기, 학업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에

서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학생의 전

공선택동기, 학업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

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으로 구체적인 목적

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상황에서 임상실습과 강의형태의 변화 

등을 포함한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2) 간호학생의 전공선택동기, 학업 스트레스, 자기효

능감 및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3) 간호학생의 전공선택동기, 학업 스트레스, 자기효

능감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파악한다. 

4) 간호학생의 전공선택동기, 학업 스트레스, 자기효

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학생의 전공선택

동기, 학업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I광역시, J시에 위치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다. G* 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양측 검정 유의수준(α) .05, 효과크기(ES) .15, 예측

변수 21개를 포함하였을 때 검정력(1-β) .95를 유지하

기 위한 표본 수는 221명이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243명에게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전공선택동기

전공선택동기는 Jeong[25]의 도구를 Song[26]이 

요인분석을 통해 재구성한 13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본 

도구는 내재적 동기 8문항, 외재적 동기 5문항으로 구

성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의 Likert 5점 척도이다. Song[26]의 연구에서 전체 

Cronbach’s α는 .87이었고,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

기의 Cronbach’s α는 각각 .93, .83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전체 .91, 내재적 동기 .96, 외재적 

동기는 .81이었다.

2.3.2 학업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는 Schaufeli 등[27]에 의해서 개발되

고, Bae와 Shin[28]이 번안한 학업 탈진 척도(MISS :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15문항으로 

조사하였다. MISS는 정서소진, 냉소주의, 효능감 감소

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한다. 

Bae와 Shin[28]이 번안한 당시 도구의 전체 

Cronbach’s α는 .89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 .86, .91, 

.81이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전체 .70, 하위

요인별로는 .91, .87, .84이었다.

2.3.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29]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Hong[30]이 번안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

인한 23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본 도구는 일반적 자

기효능감, 사회적 자기효능감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

되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되 부정적인 문항은 역배점하

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

다. Hong[3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전체 .86, 

하위요인별로는 .86, .6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91, 하위요인별로는 .89, .77이었다.

2.3.4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Park과 Kim[31]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34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으로는 대인관계 9문항, 전

공 만족 9문항, 전공수월성 5문항, 대처역량 5문항,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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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준비 3문항, 학업충실도 3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척도

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배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

적인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전체 .92, 요인별 .81, .86, .78, 

.78, .68, .6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93, 요인별

로는 .84, .86, .77, .83, .74, .83이었다.

2.4 자료수집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I대학 기관생명윤

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2020-ICCU-IRB-4)을 

받아 2020년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자료를 수집

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 자료의 

익명성 보장, 용도의 한정 등에 대해 미리 설명한 후 자

발적 참여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서면 동의를 받

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동의 후 언제든지 자발적 결

정에 따라 연구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

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Ver. 22.0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빈도분

석하였다.

2) 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학업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학업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학생활적응의 평균 차이 분석

은 t-test, ANOVA를 실시하고 사후검증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4) 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학업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43)

Variable Categories
M±SD/

n(%)

Age

Total 21.52±3.35

18~20 105(43.2)

21~23 109(44.9)

>24 28(11.5)

Sex
Male 38(15.6)

Female 205(84.4)

Region
Incheon 131(53.9)

Jeju 112(46.1)

Grade

1 64(26.3)

2 51(21.0)

3 65(26.7)

4 63(25.9)

Experience of 

taking time off 

from school

No 195(80.2)

Yes 48(19.8)

Religion

Protestantism 37(15.2)

Catholicism 39(16.0)

Buddhism 13(5.3)

no religion 154(63.4)

Club activity
No 62(25.5)

Yes 181(74.5)

Type of 

dwelling

Commute from home 187(77.0)

Temporary residence 32(13.2)

Dormitory 22(9.1)

The others 2(0.8)

Economic 

status

High 12(4.9)

Upper-middle 47(19.3)

Middle 123(50.6)

Lower-middle 50(20.6)

Low 11(4.5)

Monthly 

allowance

(won)

<200,000 36(14.8)

200,000≤, <400,000 88(36.2)

400,000≤, <600,000 74(30.5)

≥600,000 38(15.6)

Meeting the 

professor 

during the 

semester

0~1 88(36.2)

2~3 104(42.8)

>4 47(19.3)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No 115(47.3)

Yes 128(52.7)

2020-1 clinical 

practice type

(N=128)

At a hospital 9(3.7)

At a hospital & school 62(25.5)

At a school & Untact 33(13.6)

At a hospital, school & Untact 22(9.1)

2020-1 lecture 

type

Untact(real-time video & 
recording)

83(34.2)

At a school, untact(real-time 
video & recording)

160(65.8)

평균 연령은 21.52세였으며, 여학생이 84.4%, 3학

년이 26.7%로 가장 많았다. 지역 간 대상자 수는 비슷

하였으며, 종교는 무교인 대상자가 63.4%,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74.5%, 가족과 함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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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경우가 77.0%로 가장 많았다. 가정 경제상태에 

대해서는 중간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50.6%로 가장 

많았으며, 한 달 용돈으로는 20～30만원대가 36.2%, 

학기당 지도교수와의 면담 횟수는 2～3회가 42.8%로 

가장 많았다. 2020년 1학기 임상실습 형태는 병원과 

교내에서 실습한 경우가 25.5%, 교내와 비대면으로 실

습한 경우가 13.6%, 병원, 교내, 비대면 실습이 모두 이

루어진 경우가 9.1%, 병원에서만 실습이 이루어진 경

우가 3.7%로 나타났다. 2020년 1학기 강의형태는 대

면수업과 비대면수업(실시간수업, 녹화수업)을 병행한 

경우가 65.8%로, 비대면(실시간수업, 녹화수업)만으로 

이루어진 형태보다 2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3.2 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학업 스트레스, 자기

효능감, 대학생활적응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학업 스트레스, 자

기효능감,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전공

선택동기, 학업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각각 평균 3.77점, 3.09점, 3.46점, 3.68점

이었다.

Table 2. The level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academic stress, self-efficacy and 

college life adjustment          (N=243)

Variable range M±SD

Major selection motivation 1.15-5.00 3.77±0.47

  Intrinsic motivation 1.00-5.00 3.75±0.95

  Extrinsic motivation 1.40-5.00 3.79±0.75

Academic stress 2.07-4.33 3.09±0.44

  Emotional exhaustion 1.00-5.00 3.12±0.99

  Cynicism 1.00-4.50 2.05±0.82

  Reduced personal efficacy 1.50-5.00 3.75±0.64

Self-efficacy 1.26-5.00 3.46±0.56

  General self-efficacy 1.24-5.00 3.48±0.59

  Social self-efficacy 1.17-5.00 3.38±0.71

College life adjustment 2.00-5.00 3.68±0.52

  Interpersonal relationship 1.44-5.00 3.71±0.64

  Major satisfaction 1.67-5.00 3.69±0.67

  Major excellence 1.80-5.00 3.34±0.71

  Active coping 1.80-5.00 3.91±0.64

  Job preparation 1.00-5.00 3.30±0.82

  Academic fidelity 2.00-5.00 4.10±0.68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학업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학생활적응의 평균 차이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선택동기, 

학업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대학생활적응의 평균 차이

는 Table 3과 같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공선택동기

는 유의하게 낮아지고(F=3.14, p=.045), 학업 스트레스

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5.19, 

p<.001). 성별에 따른 전공선택동기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유의하게 낮았고(t=-3.10, p=.003), 대학 소재 지

역에 따라 대학생활적응(t=2.50, p=.014)에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 학년에 따라 전공선택동기(F=4.38, 

p=.005), 학업 스트레스(F=13.76,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1학년이 3학년에 비해 전공선택

동기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학업 스트레스는 3, 4, 

2, 1학년 순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한 달 용돈 액수가 

20만원 미만인 학생이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인 학

생보다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F=3.37, p=.019). 한 학기 동안 교수와의 면담 

횟수가 1회 이하인 군이 4회 이상인 군보다 자기효능

감이 유의하게 낮았으며(F=4.33, p=.014), 임상실습 유

경험 학생이 무경험 학생보다 전공선택동기(t=3.00, 

p=.003)는 유의하게 낮았으나 학업 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5.63, p<.001). 대학생활적응 정도

는 2020년 1학기 임상실습 운영 방식에 따라 유의한 차

이를 보였으며(F=2.82, p=.042), 2020년 1학기 강의운

영 방식에 따라 전공선택동기(t=2.11, p=.036)와 학업 

스트레스(t=-6.17,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4 대상자의 전공선택동기, 학업 스트레스, 자기

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변수 간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대학생활적응은 전공선택동기(r=.62, p<.001), 자

기효능감(r=.7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대학생활적응의 하위요인도 전공선택동기

(p<.001), 자기효능감(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전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

응 정도가 높았다. 학업 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 하위

요인 중 전공만족(r=-.27, p<.001), 대처역량(r=-.16, 

p=.014)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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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differenc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43)

Variable Categories

Major selection 
motivation

Academic stress Self-efficacy
College life 
adjustment

Mean(SD)
t(p) or F(p)

Scheffé
Mean(SD)

t(p) or F(p)
Scheffé

Mean(SD)
t(p) or F(p)

Scheffé
Mean(SD)

t(p) or F(p)
Scheffé

Age

18~20a 3.90(.70)

3.14(.045)*

2.93(.40)
15.19(<.001)***

a<b<c

3.39(.63)

1.38(.254)

3.71(.53)

.87(.419)21~23b 3.68(.78) 3.20(.43) 3.51(.52) 3.68(.52)

≥24c 3.61(.66) 3.29(.41) 3.50(.45) 3.57(.45)

Sex
Male 3.43(.72)

-3.10(.003)**
3.01(.44)

-1.16(.250)
3.38(.65)

-.79(.434)
3.58(.57)

-1.17(.248)
Female 3.83(.73) 3.10(.44) 3.47(.54) 3.70(.51)

Region
Incheon 3.82(.73)

1.13(.259)
3.10(.41)

.50(.615)
3.48(.54)

.66(.511)
3.75(.47)

2.50(.014)*

Jeju 3.71(.75) 3.07(.47) 3.43(.59) 3.59(.56)

Grade

1d 4.02(.65)

4.38(.005)**

f<d

2.83(.38)

13.76(<.001)***

d<e<g<f

3.52(.65)

2.24(.064)

3.76(.62)

.88(.450)
2e 3.78(.73) 3.05(.44) 3.32(.46) 3.66(.50)

3f 3.58(.72) 3.24(.40) 3.40(.55) 3.61(.44)

4g 3.70(.79) 3.21(.40) 3.56(.53) 3.68(.57)

Experience of 
taking time off 

from school

No 3.80(.73)
1.20(.236)

3.11(.45)
1.47(.147)

3.46(.55)
-.04(.970)

3.68(.51)
-.01(.993)

Yes 3.65(.77) 3.01(.38) 3.46(.62) 3.68(.56)

Religion

Protestantism 3.66(.85)

.28(.842)

3.10(.42)

1.32(.267)

3.40(.48)

.67(.571)

3.66(.54)

.19(.901)

Catholicism 3.79(.62) 3.14(.38) 3.45(.64) 3.73(.50)

Buddhism 3.80(.61) 3.28(.51) 3.28(.52) 3.62(.43)

no religion 3.79(.75) 3.06(.44) 3.49(.56) 3.68(.53)

Club activity
No 3.61(.70)

-1.97(.052)
3.17(.45)

1.59(.115)
3.38(.54)

-1.32(.188)
3.57(.54)

-1.77(.077)
Yes 3.82(.74) 3.06(.43) 3.48(.57) 3.71(.51)

Type of 
dwelling

Commute from 
home

3.77(.74)

1.13(.338)

3.06(.43)

2.08(.103)

3.42(.57)

1.40(.242)

3.68(.52)

.02(.996)
Temporary 
residence

3.63(.71) 3.13(.47) 3.51(.53) 3.66(.55)

Dormitory 3.90(.75) 3.29(.44) 3.67(.54) 3.69(.48)

The others 4.42(.16) 3.27(.09) 3.54(.58) 3.71(.33)

Economic 
status

High 3.79(.69)

.075(.990)

3.16(.53)

.36(.837)

3.72(.56)

1.76(.138)

3.68(.60)

.84(.501)

Upper-middle 3.77(.85) 3.14(.48) 3.58(.66) 3.79(.54)

Middle 3.79(.77) 3.08(.41) 3.40(.54) 3.67(.52)

Lower-middle 3.74(.60) 3.05(.41) 3.46(.45) 3.62(.48)

Low 3.69(.59) 3.04(.59) 3.31(.68) 3.59(.49)

Monthly 
allowance(won)

<200,000h 3.83(.70)

.36(.785)

3.02(.45)

.70(.552)

3.31(.54)

2.40(.066)

3.51(.58)

3.37(.019)*h<j

200,000≤, 
<400,000i 3.74(.70) 3.11(.42) 3.36(.57) 3.63(.46)

400,000≤, 
<600,000j 3.77(.73) 3.08(.40) 3.51(.50) 3.80(.50)

≥600,000k 3.66(.86) 3.16(.52) 3.57(.50) 3.61(.49)

Meeting the 
professor 
during the 
semester

≤1l 3.79(.70)

.08(.925)

3.16(.41)

2.63(.074)

3.33(.52)

4.33(.014)*l<n

3.64(.50)

.63(.532)2~3m 3.77(.75) 3.06(.44) 3.51(.57) 3.69(.49)

≥4n 3.74(.79) 2.99(.46) 3.60(.59) 3.75(.61)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No 3.91(.69)
3.00(.003)**

2.93(.42)
-5.63(<.001)***

3.43(.58)
-.72(.475)

3.72(.54)
1.10(.271)

Yes 3.64(.75) 3.23(.40) 3.48(.54) 3.64(.50)

2020-1 clinical 
practice type

(N=128)

At a hospital 3.34(1.09)

1.19(.317)

3.24(.37)

.21(.893)

3.40(.40)

2.11(.102)

3.47(.61)

2.82(.042)*

At a hospital & 
school

3.62(.70) 3.22(.42) 3.43(.50) 3.57(.53)

At a school & 
Untact

3.56(.73) 3.21(.33) 3.42(.58) 3.65(.36)

At a hospital, 
school & Untact

3.85(.76) 3.29(.48) 3.74(.62) 3.90(.50)

2020-1 lecture 
type

Untact(real-time 
video & recording)

3.90(.71)

2.11(.036)*

2.86(.41)

-6.17(<.001)***

3.49(.60)

.71(.478)

3.73(.57)

1.07(.285)At a school & 
untact(real-time 

video & recording)
3.70(.74) 3.20(.41) 3.44(.54) 3.65(.4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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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243)

Variables

r(p)

College life 
adjustment

(total)

Interpersonal 
relationship

Major 
satisfaction

Major 
excellence

Active 
coping

Job 
preparation

Academic 
fidelity

Major selection 
motivation

.62(<.001)*** .44(<.001)*** .58(<.001)*** .42(<.001)*** .52(<.001)*** .35(<.001)*** .45(<.001)***

Academic stress -.12(.061) .02(.712) -.27(<.001)*** -.06(.385) -.16(.014)* .05(.416) -.02(.795)

Self-efficacy .73(<.001)*** .60(<.001)*** .59(<.001)*** .45(<.001)*** .67(<.001)*** .46(<.001)*** .45(<.001)***

*p<.05, **p<.01, ***p<.001

3.5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영향 요인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Factors influencing the college life adjustment

  (N=243)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80 .23 .36 <.001***

Major selection 
motivation

.26 .30 .37 8.57 <.001***

Academic 
stress

.02 .05 .02 .36 .720

Self-efficacy .53 .04 .57 12.89 <.001***

Region†

Incheon reference

Jeju -.88 .57 -.09 -1.54 .124

Monthly 
allowance†

<200,000 reference

200,000≤, 
<400,000

.08 .06 .08 1.41 .160

400,000≤, 
<600,000

.17 .06 .15 2.77 .006**

≥600,000 .00 .07 .00 .02 .985

2020-1 clinical 
practice type†

At a hospital reference

At a hospital 
& school

-.02 .06 -.02 -.33 .745

At a school 
& Untact

-.03 .07 -.02 -.41 .682

At a hospital, 
school & Untact

-.03 .08 -.01 -.32 .750

R²= .670, Adj R²=.656 F=47.09, p<.001

†Dummy variables
**p<.05, **p<.01, ***p<.001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과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

인 전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과 부분적 상관관계를 보

인 학업 스트레스, 그리고 일반적 특성 중 집단 간 유의

한 차이를 보인 대학 소재지, 한 달 용돈 금액, 2020년 

1학기 임상실습 운영 방식을 가변수 처리하여 입력하

고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다중

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검토한 공차 한계값은 

.474~.832였고, VIF는 1.202~2.110로 나타났으며, 잔

차값(Dubin-Watson)은 2.034으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 문제가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전공선택동기(β=.37, p<.001), 자기효능감(β=.57, 

p<.001), 한 달 용돈 금액 20만원 미만 기준 40만

원~50만원대(β=.15, p=.00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

귀식은 65.6%의 설명력을 보였다(F=47.09, p<.001).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간호학생의 

전공선택동기, 학업 스트레스,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 마련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수

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

의하고자 한다. 

간호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점수는 5점 만점에 3.77

점이었으며, 내재적 동기는 3.75점, 외재적 동기는 

3.79점으로 나타났다.  의・약학분야를 제외한 다양한 

분야의 대학 신입생 전공선택동기에 대한 선행연구[32]

에서 내재적 동기는 3.75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외재적 동기는 2.99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았다. 이는 58.5%라는 과반수 이상의 간호학생들이 

내재적 동기인 자신의 적성과 특성이 아닌 직업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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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나 수입, 성적에 맞춘 합격위주의 대학진학 등의 

외재적 동기로 간호학과를 선택하였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하다[33]. 이러한 외재적 동기로 입학한 간호학생

은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대학생활에 만족하지 못

하며 이는 간호사가 되었을 때 임상현장에서의 부적응

으로 이어질 수 있다[34].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항상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임상에서 대상자를 돌보

는 간호사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활에서의 적응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학생

의 전공선택동기를 고려한 대학생활적응 프로그램 개

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일반적 특성 중 전공선택동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인 것은 나이, 성별, 학년, 임상실습경험, 강의운영방식

으로 나타났다. 남자 간호학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간

호라는 직업에 대한 성고정 관념으로 인한 어려움[35]

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간호학과를 선택한 남학생

은 여학생보다 더욱 낮은 전공선택동기를 가지고 진학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1학년보다 3학년이, 임상실습경

험이 없는 학생보다 있는 학생이, 코로나19로 인해 대

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동시에 진행한 경우에 비대면 

수업으로만 진행한 경우보다 전공선택동기가 더 낮게 

나타났다. 특히 임상실습이 시작되는 3학년은 임상현장

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미래의 자신이 간호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는 시기이기에[33] 전공선택동

기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한 임상현장을 객관적으로 바라

보며 미래의 자신이 간호사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부담감으로 작용하여 전공선택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공선택동기를 고려한 대학생활적

응 프로그램 개발 시 학년과 성별에 따른 어려움의 차이

를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간호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3.09점으

로 Park 등[36]이 수행한 연구에서의 사회복지과 2.58

점, 경영과 2.53점, 미용과 2.38점보다 높아 간호학생

이 높은 난이도와 많은 학업량으로 인해[12] 타과에 비

해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간호학생의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Shin[37]의 연구결

과인 2.75점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부족, 과제물의 증가, 원격 수업을 위한 

인프라와 교수・학습 지원시스템의 부족 등[38]이 반

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 중 학업 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인 것은 연령, 학년, 임상실습경험 유무, 강의운영방식

으로 나타났다. 학업 스트레스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높아지다가 4학년이 

되면 3학년보다 낮아지며,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경우 

임상실습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학업 스트레스가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24]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하며, 3학년이 3.16

점으로 4학년 2.99점보다 다소 높게 확인되었다. 이는 

3학년이 되면 수업과 함께 임상실습이 시작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감과 임상이라는 의료 서비스 환경

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1, 2학년 보다 임상실습

을 경험하는 3, 4학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코

로나19로 인해 감염 예방과 대상자 및 학생의 안전을 

위해 임상실습이 중단되는 등 불확실한 실습과정과 코

로나19 상황에서 임상실습 시 실습 중에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39]을 경험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동시에 

진행한 경우 비대면 수업으로만 진행한 경우보다 학업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Lee와 Kim[38]의 연구결

과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또한 대면 수업의 경우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이 적용 

가능하여 높은 수업의 질이 보장되고 친숙하다는 점이, 

그리고 비대면 수업의 경우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

어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 각각 

장점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동시에 적용한 경우 시공간의 제약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대면 수업의 장점은 감소되고, 

병행 수업으로 인해 두 가지 방식에 모두 적응해야함에 

따라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어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간호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

라 이론과 임상실습 교육이 이루어지는 간호학과의 특

수성과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된 비대면 수업 방식에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수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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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더 적절한 수업방식을 지속적으

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5점 만점에 3.46점

이었으며, 이는 Kim 등[12]의 3.07점보다는 높고, 

Oh[19]의 3.47점과는 유사한 결과였다. 일반적인 특성

에서는 한 학기동안 교수와의 면담 횟수가 1회 이하인 

군보다 4회 이상인 군이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 대신 확대된 비

대면 온라인 수업은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들의 학습

을 더욱 더 어렵게 하였다. 이에 변화된 교육환경에 적

응하고 더 나아가 첨단 기술의 발달로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간호사로 준비시키기 위

해서 교수자는 학생과의 지속적인 면담 등을 통해 간호

학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 적용이 절

실히 필요하다.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점수는 5점 만점에 3.68

점으로 간호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한 

Choi와 Lee[13]의 3.30점 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

타났다. Choi와 Lee[12]의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가 

81.13점으로, 이러한 높은 학업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

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또한 코

로나19로 인해 신입생들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제

한적인 상황에서 대학생활에 적응해야하기 때문에 기존

의 신입생보다 대학생활 적응에 더 어려움이 예상되므

로[40] 학년별로 대학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이

요구된다.

일반적 특성에서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인 변수는 거주 환경과 한 달 용돈 금액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은 섬지역 보다 내륙지역에서 대학생활을 

하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외로움을 많이 느

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23]를 살펴볼 때, 초·중·고교에 비해 여러 동기에 

의해 거주지와 거리가 먼 곳까지도 입학을 하게 되는 

대학교의 특성을 고려하면 섬지역 대학의 경우 내륙지

역 대학보다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 발생하는 정서적 어

려움으로 인해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생

각된다. 경제적인 요인인 한 달 용돈 금액이 20만원 미

만인 학생보다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인 학생이 대

학생활적응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상태가 

좋다고 인지할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온 선행연

구[14]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에 코로나19의 여파로 고

용 불안정성 증가 및 가계 소득의 감소로 인해 가정경

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41] 이로 인해 예상되는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대학차

원에서의 경제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간호학생의 전공선택동기, 학업 스트레스, 자기효능

감과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공선택

동기와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고, 학업 스트레스는 대학생활적응 하위

요인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전공선택동

기가 학과적응 향상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25]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고[12,13,19],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낮다[13,14]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 내재적 전공선택동기와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학생은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므로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전

공선택동기, 자기효능감과 학업 스트레스의 관계를 고

려하여야 할 것이다.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이었고 전공선택동기, 한 달 용돈 금

액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65.6%로 높게 확인 되

었다.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심리적 안녕감

이 대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Oh[19]의 연구결

과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이 반복될 수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확대된 비대면 강의는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점 등으로 인해 만족도가 높아 코

로나19 이후에도 대면과 함께 비대면 수업이 공존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21] 자기효능감이 대

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역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

어 자기효능감 증진을 통한 대학생활적응력 향상을 위

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갑작스럽게 출현하여 장기화되고 있는 코

로나19 위기상황에서 자기효능감, 전공선택동기, 경제

적 수준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

인함으로써 간호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전공선택동기

를 증진시켜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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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력 향상은 미래에 

위기상황 시 최전선에서 대상자를 돌보게 될 간호사로

서의 성장을 돕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간호학생

의 대학생활적응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

사연구이다. 연구결과 간호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전공

선택동기,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

으며 학업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

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전공선택동기, 한 달 용돈 금액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의 설명력은 65.6%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간호학

생의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과 

전공선택동기를 증진시키고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대학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예상되는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이 대학생활적응

의 어려움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학 차원에서 제도적

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향후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간호학

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양한 

변수를 추가한 후속 연구와 대학생활적응력 증진을 위

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

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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